
SIGMAPOINT가 RF IDeas/iCLASS® SOLUTION을 채택하는 핵심 이유

1. RF IDeas’ AIR ID® Playback 솔루션의 유연성과 단순성

2. 저렴한 독립 실행형 솔루션으로서 기존 애플리케이션 제품군과 쉽게 통합 가능

3. 13.56MHz iCLASS 태그 이점 - 직원 배지 재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4. 변화하는 공장 조건에 따른 확장성, 유연성 및 뛰어난 기능성

SigmaPoint Technologies Inc.

RF IDeas AIR ID® 리더/라이터 및 HID iCLASS 13.56MHz 비접촉식 스마트 접착 태그 - 적시  
지원. 업무 흐름의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근태 및 작업 단가 추적
전체 규모의 생산 설비에 대한 총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사와 대규모 브랜드 이름  
또는 조직 간의 일반적인 관례는 전문 하청 생산업체에 제조 작업을 전체 또는 일부로 아웃소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프로젝트 납품 일정과 작업 처리량과 같은 효율성은  
개선하면서, 전문 엔지니어링 작업, 장비 유지 보수, 재고 유지 비용 및 제품 테스트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콘월시에 위치한 캐나다 전자기기 하청 생산업체인 SigmaPoint Technologies, Inc.는  
완벽한 턴키, 정밀 전자 제품을 위한 종단간 어셈블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주파수 관련 전문  
업체입니다. 고객이 프로젝트 사양과 설계를 제출하면 SigmaPoint는 완제품의 구성 요소와  
어셈블리를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SigmaPoint는 SigmaTrack(전체 규모의 독점 인트라넷 애플리케이션 제품군)을 사용한 고유의  
첨단 기술 방식에 크게 의존합니다. 최신 전자 지불 시스템이 생산, 품질, 공급망, 엔지니어링, 판매  
및 보고 작업에 사용됩니다. 이 제품군은 모든 웹 기반 통신을 처리하는 Adobe ColdFusion MX  
지원 웹 서버에 위치합니다. 회사 전체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과 공급자와의 통신뿐만 아니라 부서  
간 직원들의 통신도 가능합니다.

해결 과제
SigmaPoint는 고품질 엔지니어링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회사의 인력 자원이 최적으로  
할당되었는지 여부를 정량화할 수 없었습니다. SigmaPoint 직원들의 근무 시간과 근태 기록은  
수동으로 처리되었으며, 수동으로 기록된 종이 타임시트를 격주 단위로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동 시스템으로는 SigmaPoint가 SigmaTrack을 통해 근무 시간 시트를 자동화하거나, 각  
제조 프로젝트와 해당 작업에 따라 소요된 근무 시간에 대한 정확한 레코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용이한 데이터 분석과 향후 작업 예측을 위한 요약화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SigmaPoint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인 Adam Lauzon은 이렇게 말합니다. “SigmaPoint는 업무 효
율성을 개선하고, 작업 단가 추적을 자동화하여 향후 프로젝트 리소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당하며, 무엇보다도 정확한 프로젝트 견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합니다.”

최적의 솔루션 선택
HID Connect™ 파트너인 RF IDeas, Inc.의 영업 부장 Ron Fiedler와의 상담을 통해 Adam은 기존  
직원 ID 카드에 적용할 수 있고, 향후 고주파수 RFID 기술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지원되어 RFID와  
상호 작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특별히 사용자 정의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하고 저렴한  
솔루션을 결정했습니다. SigmaPoint는 이러한 요구에 맞는 제품으로 HID iCLASS 비접촉식  
스마트 접착 태그와 함께 사용하는 RF IDeas’ AIR ID Log-on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설치 및 구현
효율성 및 자동화 향상을 위해 SigmaPoint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iCLASS 태그를 사용하여  
RF IDeas’ AIR ID Log-on 솔루션을 통해 활성화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다.

고객 사례 연구

기술 제품

• One RF IDeas AIR ID® Writer
• Three RF IDeas Air ID® Playback Reader
• 500 HID iCLASS 비접촉식 스마트 접착  

태그(2 Kbit/256 Byte) 

SigmaPoint는 효율성을 개선하고  

작업 단가 추적을 자동화하여  

향후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리소스를 할당하고,  

무엇보다도 더 정확한 프로젝트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

Adam Lauzon
SigmaPoint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 새로운 SigmaTrack® 근태 관리 모듈: 정확한 레코드 기록 자동화
•  Accu-Quote®: 새로운 SigmaTrack® 모듈: 작업 지시 인력의 원할한 확보 

새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SigmaPoint 관리자가 디스크 모양으로 된 동전 크기의 자가 부착 HID  
iCLASS® 트랜스폰더를 각 직원의 플라스틱 사진 ID에 적용합니다. SigmaPoint는 즉각적으로  
산업 표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손과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iCLASS 태그의 무배터리 수동형 설계를 통해 최대 100,000개의  
게시물을 읽을 수 있습니다. iCLASS 접착 태그는 강력하고 유연하며 충격과 파손에 대해  
내성이 있기 때문에 SigmaPoint의 iCLASS 접착 태그에 대한 투자는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iCLASS 태그에서 안전하게 구분된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각각 표준 125kH 근접식 기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었던 고급 보안을 추가하여 64 Bit Diversified Key를 통하여 읽기/쓰기를 보호합니
다.

다음으로, RF IDeas’ AIR® ID Write와 AIR ID 카드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관리자는 각  
사용자의 고유한 SigmaTrack 사용자 ID를 직원 ID 데이터를 자동으로 암호화하는 iCLASS 태그의  
보안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입력합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면 더 이상 직원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며, 기억이 나더라도 기업 자산 및 정보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AIR ID Playback 리더는  
USB “키보드 웨지”를 통한 직원 출입 터미널로 연결됩니다. 

작업 지시 인력을 확보할 경우, SigmaTrack®의 Accu-Quote® 모듈은 각 프로젝트의 추적 가능한  
요소에 대해 시간이 소요되며 직원들은 생산 현장의 워크 센터에 로그인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총 경비와 중복 시간 체크, 휴일 및 휴가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귀중한  
데이터는 복잡한 관리 보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또한 타임 시트  
데이터는 SigmaPoint의 인적 자원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SigmaPoint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할당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프로젝트  
성공에 중요한 감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점
SigmaPoint는 현재 근무 시간과 근태 레코드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개별 제조 프로젝트,  
스트리밍 작업에 대한 생산성 및 시간 할당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igmaPoint는  
모든 직원의 배지 재 작업 없이도13.56MHz iCLASS 비접촉식 스마트 보안 카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 가능한 미래 애플리케이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SigmaPoint는 이전  
직원 ID 데이터베이스와 역호환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구축의 성공을 바탕으로 SigmaPoint는 곧바로 창고나  
RF 테스트 센터와 같이 다른 두 군데의 설비에서 유사한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HID Global 소개
HID Global은 출입 통제 산업의 선도 제조업체로서,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근접식 및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기술, 중앙 관제실 액세스 컨트롤러, 보안 및 맞춤 카드 솔루션, 사진 ID 및 ID 카드  
애플리케이션 제어 소프트웨어, 고선명 프린터/인코더 및 보안 카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얼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HID Global은 ASSA ABLOY Group의 계열사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고객을 지원하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
www.hidcorp.com/korean을 참조하십시오.

RF IDeas Inc. 
RF IDeas Inc.는 pcProx® 및 AIR ID® 근접식 및 출입 인증에 건물 ID 카드 사용을 확장할 수 있는  
비접촉식 리더 솔루션을 설계, 개발 및 생산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직원 인증, 로그온,  
근태 관리, 등록,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자동화, POS 등이 포함됩니다. RF IDeas Inc.는 출입  
인증을 위한 단일 배지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fideas.com을  
참조하십시오.

HID CORPORATION, LTD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Homefield Road
Haverhill, Suffolk
CB9 8QP England
전화 번호: +44 (0) 1440 714 850
팩스 번호: +44 (0) 1440 714 840

HID CORPORATION
아시아 태평양
19/F 625 King’s Road
North Point, Island East
Hong Kong 
전화 번호: (852) 3160-9800
팩스 번호: (852) 3160-4809

HID CORPORATION
미국 및 본사
9292 Jeronimo Road
Irvine, CA 92618-1905
전화 번호: (800) 237-7769
전화 번호: +1 (949) 598-1600
팩스 번호: +1 (949) 598-1690

® HID 및iCLASS는 HID Global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HID Connect는 HID Global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각 해당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